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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사이버 위협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 ‘
사이버보안 회의 법안 2014’를 추진 중
▶ 그러나 인터넷 자유를 수호하는 파키스탄 시민단체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해당 법안을 인터넷 검열 정책 강화에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에 대한 시민 사회의 참여를 허용할 것을 요구

파키스탄 의회, 국가 사이버보안 회의 설립 추진 위한 법안 통과
▒ 최근 파키스탄 상원에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기관 설립을 위한 ‘사이버보안 회의 법안

2014(Cyber Security Council Bill 2014)’가 통과(‘14.4.14)
• 무샤히드 후세인 세예드(Mushahid Hussain Sayed) 상원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파키스탄
정부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전략 등의 초안을 수립할 국가 기관 설립이 목적
• 세예드 의원은 파키스탄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주변국과의 사이버 전쟁
이슈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리감독 기구를 통해 이 같은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
• 현재 파키스탄은 인접국인 인도와 잦은 해킹 공방으로 마찰을 빚고 있으며, 중국, 방글라데시 등
다른 국가와도 사이버 공격 문제로 갈등을 유발

▒ ‘사이버보안 회의 법안 2014’는 국가 사이버보안 회의의 설립 취지와 역할 및 권한을 정의
• 특히 국가 사이버보안 회의는 정부와 민간, 학계, 사회 영역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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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10년에서 20년의 장기적 국가 전략도 수립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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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회의의 구성과 주무부처 등에 대한 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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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출 것이며, 30명의 민간 및 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로 회의가 구성될 전망

단신 브리핑

파키스탄 시민단체, 사이버보안 강화 빌미로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강화 우려 확산
▒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통신국1) 의 주도 하에 인터넷 URL 블랙리스트 작성, 웹 콘텐츠 필터링
등의 정책을 펼치는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국가
•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국경없는 리포터 (Reporters without Borders) ’가
파키스탄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 기조를 비판한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통신국은 파키스탄
내 2~4만 개의 웹사이트를 차단 중
• 2012년 8월에는 온라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차단해 국제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비메오(Vimeo)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지속적인 콘텐츠 검열이 자행
• 2013 년 10 월에는 스카이프 (Skype) , 왓츠앱 (WhatsApp), 탱고 (Tango) , 바이버 (Viber) 등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3 개월 간 차단했으며, 그 이유로 무장 세력이 이들 메신저를 통신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일각에서는 최근 통과된 ‘사이버보안 회의 법안 2014’가 파키스탄 정부의 인터넷 검열 정책을
합법적으로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 파키스탄 언론 매체 익스프레스 트리뷴(Express Tribune)은 신설될 국가 사이버보안 회의가
법안에서 명시한 대로 국가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운동가들이 회의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지금까지 파키스탄 정부의 인터넷 검열 및 정보감시 행태를 감안할 때
인터넷 운동가들을 배려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
•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파키스탄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항목이 현재의 인터넷 검열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며, 법조계의 행동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고려해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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